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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차를 타고 2시간 가량 달려

간 춘천시. 춘천의 명동 거리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조그만 재래 시장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여지껏 힘겹게 이

뤄졌던여정과달리정육점은쉽게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제는 희미하게

정육점 씨만남은빛바랜붉은색차

양을 단 가게는 마치 화 촬 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듯이 시장 입구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리고보통정육점마냥고기들이놓여져있는냉장고에서뿜어

져나오는불빛으로온통붉게물들어있었다. 좌판에온갖과

일들을즐비하게늘어놓은 맞은편과일가게와정육점을시작

으로 늘어선 가게들은 골목 끝까지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초가을의햇살로가득한일상의공간으로서의시장과핏빛선

명한정육점이바로<삼양동정육점>의무 이다.

어려서부터 홀아버지의 아집과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의사

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백지 같은 여자 신혜와 그녀

의 곁을 맴돌며 더 큰 상처를 입는 상현. 그리고 신혜에 한

사랑과질투속에서갈등하는동천과아들처럼키워온광호에

한성적집착과잠재울수없는욕망을가진명희, 그리고일

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정신이 성숙될 기회를 잃

어버린채성에눈뜨는광호, 이렇게다섯인물의

사랑과욕망이서로교차되며얽혀들어간다.

원초적인 욕망의 공간 정육점을 배경으로 지

독한사랑의덫에걸린다섯명의남녀를그려나

갈<삼양동정육점>은<노랑머리>의스탭과배우

들이다시뭉쳐만드는작품이다. 욕망의공간인

정육점을 배경으로 인물들을 그려나갈 신정균

감독은 신상옥감독의아들. 그간미국에서프로

듀서로 활동하 던 신정균 감독은 <삼양동 정육

점>을 통해 감독 신고식 채비를 끝마친 상태이

다. <삼양동정육점>은이 화사의전작인<노랑

머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진흥공사 시나

리오공모전에서시나리오가우연히제작자의눈에띄어 세상

에빛을보게된경우이다.

전날부터새벽까지이어진촬 에뒤이은잠깐의휴식, 그리

고 이른 아침 8시부터 다시 재개된 촬 현장은 빠른 속도로

가뿐하게진행되는듯보 으나알고보면연일계속되는강행

군의 연속이었다. 보통 충무로 화들의 촬 횟수가 30내지

35회되는것에비하여<삼양동정육점>의13회라는기록적인

촬 횟수는현장의진행강도를고스란히느끼게하 다. 취재

팀이찾아간날은어느덧촬 종료를막바지에두고보충촬

을 겸한 마지막 촬 이 진행되고 있었다. 남이섬에서 이뤄진

밤샘촬 에이어곧장춘천시로들어온촬 팀은먼저신혜가

강간당하는장면과정육점에서쫓아들어온남자를칼로찌르

는 장면을 촬 하 다. 시멘트 담장이 50미터 가량 나있는 좁

은 골목길에서 진행된 강간 장면은 현재 TV드라마「파도」에

출연하고있는나경미의호연으로금방끝마칠수있었다.

홍보와마케팅비를포함하여4억원가량의작은규모로 단

기간내에촬 을마친<삼양동정육점>은이번촬 을끝으로

본격적인 개봉 준비에들어가 10월말이면우리와 만나게될

것이다. 

취재홍지은기자� 사진성은경

사랑하는 여인을 신해 감옥에 수감됐던 남자가 3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나 자신의 가게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며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 이 아연실색할 상황

을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절망의 끝에 선 인물들

의 욕망과 사랑을 핏빛으로 그려나갈 <삼양동 정육점>.

삼양동 시장 모퉁이에 위치한 정육점을 꾸려가는 상현(박경환)은 시계방에서 일하는 신혜(나경미)에

게사랑을느낀다. 어느날자신을강간하려는남자를피해정육점으로뛰어들어온신혜는뒤쫓아들어

온 남자를 칼로 찔러 버린다. 그러나 경찰들이 들이닥친 사건 현장에는 피묻은

칼을 손에 든 상현과 차디찬 시체만이 있을 뿐이다. 3년 뒤 출감한 상현은 정육

점을찾아온다. 그러나가게는자신의담당형사 던동천(최철호)의것이되었으며, 그의아내는다름아

닌신혜이다. 이모든상황에절망하는상현. 그러나여전히신혜의가슴 속에앙금처럼남아있는상현에

한감정을느낀동천은질투심에 사로잡힌다. 그리고이얽히고설힌감정의그물속으로욕망이이끄

는 로살아가는명희(이현주)와성장이멈춰버린광호(강태준)가끼어든다.

삼양동 정육점


